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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cal Screening Committee Report KOREAN 
(지역 심사 위원회 보고서) 

학생 학생 번호 날짜 

학교 학년 생년월일 

교사 회부받은 날짜 

회의에 참석한 위원회 위원들: 

학부모 일반교육 교사 

학부모 심리학자 

학교장 또는 지명인 특수교육 교사 

기타 참석인 : 
성명 학생과의 관계 

사회복지사 

성명 학생과의 관계 

위원회가 검토한 정보 (논의의 근거로 팀이 사용한 각 평가, 심사, 기록, 중재 또는 보고서에 대한 설명 포함): 

고려된 선택 사항들 (고려된 모든 선택 사항 및 제안 또는 거절된 이유를 기재하기 바람): 

위원회 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들 : 

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학업 기록 정보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인이 다른 타인 /기관으로 
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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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ocal Screening Committee Report 
(지역 심사 위원회 보고서) 

학생 학생 번호 날짜 

위원회 결정 (검토되고 고려된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지역 심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음 ): 

특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음 . 평가를 위한 통보 및 동의 (SS/SE-2) 양식에 필요한 평가를 
기재하기 바람 .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바람 . 

특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받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음 . 평가하지 않음에 관한 통보 (SS/SE-13) 양식을 제공하기 
바람. 이러한 결정의 근거를 설명하기 바람 . 

위원회의 결정이 특수교육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내려졌다면 , 추구할 조치 (들을)를 명시하기 바람 . 후속 계획을 
기재하기 바람 : 

지역 심사 위원회 (LSC) 는 초기 504 조항의 등록 자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를 고려할 것임 : 예 아니오 

평가 결정에 관한 사전 통보 
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(FCPS) 는 제시되고 검토된 모든 가능한 정보를 기반으로 평가 결정을 제안합니다 . 위원회는 이러한 
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평가 정보를 고려하였습니다 . 고려된 모든 선택 사항 그리고 제안되었거나 거절된 이유뿐만 아니라 
결정과 관련된 기타 요소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. 장애 아동의 학부모는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. 여러분은 지역 
심사 위원회 회의에 대한 통보를 받았을 때 여러분의 권리를 설명하는 절차상 보호 요건의 사본을 제공받으셨습니다 . 이러한 
정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, 적법 절차 및 적격 사무처 , 571-423-4470 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. 

여기에 이니셜을 기재하는 것은 해당되는 경우 학부모 (들이)가 특수교육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데 동의하기 
전에 위의 사전 통보와 더불어 고려된 기타 선택 사항 및 제안과 관련된 기타 요소 (있는 경우 )를 읽었음을 

나타내는 것임 . 

Fairfax 카운티 공립학교 학생의 학업 기록 정보는 학부모나 자격을 갖춘 학생의 서면 동의 없이는 수령인이 다른 타인 /기관으로 
하여금 이러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겠다고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됨 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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